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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전기철도 집전성능 
및 상태모니터링 기술동향

 

1. 서 론

호남 고속선 개통 예정에 따라 국내 열차

의 상업운전 속도가 300 km/h의 속도를 넘어 

400 km/h 이상의 증속이 가능한 전차선로가 

현재 건설되고 있다. 전차선로는 차량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철도의 핵심설비로 유

럽 등 철도선진국에서도 시속 350 km/h급이 

현재까지의 최고 설비이다. 열차의 속도가 올

라가면 증가된 파동전파 속도에 대응하고 전

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차선

을 팽팽하게 유지시켜야 하는데, 전차선이 팽

팽해지는 경우 강도가 낮아져 시속 400 km급 

전차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개발

된 시속 400 km급 전차선은 전차선의 합금조

성 비율을 조정하고, 특수 제작 과정을 거쳐 

전기전도율을 유지하면서도 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차선의 위치를 잡아주는 장

치 등도 가볍게 설계하여 적정한 탄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된 전차선로 핵심부품

은 장기 신뢰성 평가 및 시공 안정성 검토 등

을 거쳐 현재 호남고속철도 56 km 구간에 시

공 중이며, 2014년 하반기에 최고 속도 시속 

430 km급 고속열차 (HEMU-430X)가 이 구간

에서 시험 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속철도 속도증가에 따라 철도차량

의 집전기인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간의 집전

성능에 따라 전력 공급 장애, 아크의 발생, 전

차선과 집전판의 이상 마모, 전자파 발생될 수 

있고 전차선의 마모, 온도 및 전류변화와 시

공, 보수작업 중의 손상 등이 발생되며 전차선

의 집전 성능 저하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간 

집전상태와 전차선로의 상태모니터링을 다양

한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하고 있다. 

전차선로의 상태모니터링 검측 기술은 철도

차량에 장비를 부착하여 검측하는 차상 검측

기술과 전차선로에서 검측하는 선로변 검측으

로 나뉠 수 있다. 본 기술지에서는 철도시스템

의 핵심 설비인 전차선로의 동적, 정적 특성을 

차상 및 지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전차선로에 25 ㎸의 전

원이 공급되므로 비접촉식 또는 다양한 신기

술이 적용되어 노이즈나 잡음 없이 검측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본 기술지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현재까지의 개발된 

전기철도 전차선로의 집전성능 및 상태모니터

링 기술을 소개하였다. 

2. 전기철도 전차선로 집전성능 
및 상태모니터링 기술 일반

전차선로 집전성능 검측은 기존 전차선로

의 속도 향상, 신규 열차나 팬터그래프 도입 

박 영 책임연구원, 이기원 선임연구원, 권삼영 책임연구원, 박철민 선임연구원, 

전아람 연구원, 김재광 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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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필수적인 검측 항

목으로 다양한 시스

템이 개발되어지고 있

다. 특히 집전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은 열

차의 최고 속도 대역

에서 검측하여야 하므

로 짧은 시간에 응답

속도가 빠른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하고 측

정 오차 작고 위치 변

화에 유연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 

규격 EN 50119:2001

에 전차선로 집전성

능 검측에 관한 규격

이 있고 이에 따른 시

스템 개발이 현재 요구되고 있다. 전차선로

는 전기철도의 증가와 기존선의 속도 향상 

등에 따라 다양한 검측기술과 규격이 요구

되어 지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 적합한 규정

은 되어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외의 경우 

전기철도 집전설비의 전차선로-팬터그래프 

상호 영향을 예측하고, 성능평가를 위한 시

험설비와 전차선로 주변에서의 실시간 감시

기술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측, 인증, 

감시, 진단, 안전 등 지식기반의 새로운 전

차선로 운용기술 구축이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틸팅열차 개발에 따른 속도향상에 따

라 전차선의 압상을 검측하여 전차선로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검

사 혹은 신규 열차도입 시의 검측은 국내 규

격인 종합시험 운전기준에 의거하여 측정하

고 있다. 표 1에 전차선로 집전상태 평가기

술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표에서와 같이 전

차선로 집전상태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차상 

검측기술과 지상 검측기술로 구분되며 차상 

검측 기술의 경우 이선율, 접촉력, 화상 검

측, 정적높이와 편위 검측기술, 동적 높이와 

편위 검측기술, 전차선로 진단을 위한 영상

획득기술이 있다. 지상 검측 기술의 경우 전

차선로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기술과 전

차선로 상태를 화상으로 검지하는 기술이 

있다. 이중 지상모니터링 시스템의 전차선

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물리량

을 센서로부터 획득하여 모니터링 하는 시

스템이다. 본 기술지에서는 전차선로 검측

을 위해 필요한 요소기술별로 기술을 소개

하였다.

3. 영상 처리 (Image processing) 
기법을 활용한 집전상태 평가 기술

일반적으로 전차선로 압상량 검측은 그림 

1과 같이 전차선로에 계측장치와 센서를 직

접 설치하고 무선을 통해 검측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전차선은 25 kV의 고전압이 흐르

므로 무선기반 이외에는 절연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기술은 설

치를 위해 계측장치를 5 m 높이의 전차선에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단전 이후에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설치에 상당한 시간과 인

표 1.  전차선로 집전상태 및 상태모니터링 주요 평가기술 요약 [10].

검측 항목 검측 방법 요소 기술 구 분 속 도 기 타

집전
상태

이선율
전차선-팬터그래프 사이
에 발생하는 아크 검측

광센서-
아크 검측

비
접촉식

운행 
속도

EN50119

접촉력
팬터그래프에 작용하는 

접촉력을 검측
센서조합, 
측정기술

접촉식
운행 
속도

EN50119

화상 검측
집전상태를 고속 카메라

로 모니터링

고속 카메
라 검측기

술

비
접촉식

운행 
속도

동적 높이 
편위 측정
기술과 
연계

전차선 
높이 
편위

정적 높이
·편위

정적인 상태에서 전차선
의 높이·편위 검측 (디젤

차 등에서 검측 가능)

화상처리 
기술

비
접촉식

180 
km/h 
이내

공사기준 
(1회/6개

월)

동적 높이
·편위

팬터그래프 집전상태에서 
높이와 편위를 검측

고속 화상
처리 기술

비
접촉식

운행 
속도

프랑스, 일
본 도입 기
술 개발 중

전차
선로 
검측
기술

전차선로 
영상획득 

기술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차선로 전반을 측정하
여 이를 영상으로 획득

고속 화상
처리기술

비
접촉식

저속 -

전차선로 
상태

모니터링 
기술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차선로의 이상 여부를 

측정 
(드로퍼 손상상태 등)

고속 화상
처리기술

비
접촉식

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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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필요하며 별도의 배터리로 동작하기 때

문에 24시간 정도의 연속 측정만 가능하다. 

그러나 전차선 압상량은 열차의 안전운행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측정해야 하므로 많

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현재까지 국

내·외에서 측정이 되고 있다. 

영상 처리 (Image processing)는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의 정보를 개선하거나 

자동으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

도록 하기 위한 영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전

차선 압상량은 팬터그래프가 전차선로 지지

점 통과에 따른 상하 변위 값이다.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할 경우 그림 1과 같이 복잡한 시

스템이 필요 없이 단순한 이미지 획득만으로

도 검측이 가능하다. 전차선 압상량 검측을 

위해 필요한 영상 처리 기술은 다음과 같다.

3.1 영상의 개선

영상의 경계선을 개선하여 선명하게 만드

는 기술이다. 경계선을 선명하게 하는 것은 

영상처리의 전처리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최상의 상태로 영상을 처리 위하여 보통 경

계선의 선명화 처리를 한다.

3.2 잡음 제거

영상의 랜덤 오류인 잡음을 제거하는 과

정이다. 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잡음은 매

우 일반적인 문제이며, 모든 종류의 전기 기

기가 데이터의 전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잡음은 여러 

형태로 생성되기 때문에 각각 잡음에 대하여 

다른 제거법이 필요하다.

3.3 번짐의 제거

움직임으로 인한 번짐을 제거하는 과정이

다. 번짐을 제거한 영상에서 열차의 타깃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고, 볼 수 없었던 세밀

한 부분도 선명해진다. 움직임의 번짐은 카

메라의 셔터 속도가 물체의 속도에 비해 너

무 느리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차나 

자동차와 같이 물체가 빨리 움직이는 사진

에서는 이와 같은 번짐의 문제가 고려사항이 

된다. 

3.4 경계선 검출

영상으로부터 경계선 검출. 이 과정은 영

상에서 물체를 측정하는데 필요하다. 일단 

경계선을 구하면 물체가 포함된 영역이나 상

태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경계선 검출 알고리

즘을 경계선 개선의 첫 번째 단계로 사용할 

수 있다. 경계선 검출의 결과로부터 경계선

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원 영상을 어느 정

도 개선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5 임계처리

영상으로부터 섬세한 부분 제거하거나 이

진 영상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측정이나 개

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상의 섬세한 부분에

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계가 

조립공정 중인 물체를 검사할 경우에 물체의 

모양, 크기, 색상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영상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전차선 압상량 검측

은 팬터그래프에 의한 전차선의 수직 이동을 

고속 카메라로 측정하고 이미지프로세싱 기

그림 1. 전차선 압상량 검측 시스템 설치 사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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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실제의 압상량으로 나타내는 것이

다. 전차선은 팬터그래프와 접촉하므로 그림 

2처럼 전차선 상부에 마커를 설치하고, 고속 

카메라로 열차 통과 전후 이미지를 비교하여 

압상량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이다. 본 기술

지에서 나타낸 방법은 원형 마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원형의 실제 지름은 44 mm이

다. 전차선 압상량 검측 시 고속 카메라의 위

치가 평행을 이루어야 하나, 그림 3과 같이 5 

m 이상의 전차선 높이와 고속 카메라의 낮은 

설치위치로 인해 획득된 영상 모양은 그림 3

과 같은 타원형이 되어 보정이 필요하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카메라를 표지에 수

평인 위치, 즉, α=90°가 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주에 가동브래키트가 설치되

어 현실적으로 α=90°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

다. 그래서 전주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전주

와 α의 각도를 가지며 그림 4와 같이 나타내

그림 2.  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전차선 상부 마커
의 영상취득 사진 [5].

그림 3.  고속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 데이터 상의 
마커 모양 [5]. 

그림 4.  전차선 압상량 영상처리를 위한 카메라와 
타깃 각도 [5].

그림 5  전차선로 압상량 특성 검측을 위한 순
서도 [7].

그림 6.  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터널 구간 KTX 
운행에 따른 전차선 압상량 측정결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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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관계식을 이용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고

속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터널 내 전차선 상

부에 설치한 마커를 열차 통과 전후에 비디

오를 측정하고 이를 영상 처리하여 상하 변

위값을 축출 순서도를 그림 5에 나타냈으며 

익산-여수 구간의 터널 내에서의 전차선로 

압상량 결과를 나타냈다. 터널 내에서의 전

차선의 압상량 검측은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

여 획득한 이미지를 처리하여 나타낸 것으로 

초 당 1,000개를 저장한 이후 그림 5의 과

정을 통해 계산한 다음 그래프는 초 당 100 

Sampling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그림 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전차선의 압상량 값과 진

동에 의한 영향이 개활지와 비교하여 정확히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카메라의 흔들림 

등에 의한 노이즈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이용하여 

집전성능인 전차선의 압상량의 검출이 가능

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식 1의 표지 지름을 D라 하면 영상이 맺

히는 면에 나타난 표지의 수직 방향 길이는 

Dsin(α+β)이다. 표지의 수직 방향 화소수

를 Nv이라 하므로 수식방향의 한 개의 화소

가 나타내는 실제 길이는 다음과 같이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Dsin(α+β)/Nv                                (1)

4. IR 카메라를 이용한 
상태평가 기술

프랑스 SNCF에서는 열화상 시스템을 유

지 보수에 적용하기 위하여 전차선로를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검측 속도는 120 

km/h이며 검측 장치는 FLIR의 A40-M을 이

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시스템의 

경우 열차의 상부에 열화상 카메라를 고정하

고 120 km/h의 속도로 전차선로를 그림 1과 

같이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관측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의 경우 영상의 관심 영역

을 별도로 지정하여 드로퍼, 전차선, 조가선 

등의 열적 이상 유무를 비교하여 접촉부 등

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

다.

세르비아 철도 (Serb ian Nat iona l 

Railroad Company)에서는 전력설비와 신호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세르비아는 열도 운송에서 유럽과 아시

아, 러시아 등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로 

최근 들어 수요급증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화

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설비 및 차량의 브

그림 7.  전차선로 열적 특성 측정 사례 (SNCF 
자료, FLIR Application Story, FLIR 
System).

그림 8.  세르비아 철도 열화상 측정 사례 : 
http://www.industrysearch.com.au/
Features/Serbian-Railways-Use-FLIR-
Systems-Infrared-Cameras-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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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

용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50 Hz의 주파

수로 동작하며 열화상 측정 중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유지 보수에 

적용하고 있다.

4.1  IR 카메라를 이용한 DC 전력 설비 상태 
모니터링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도시철도 몰드 변

압기 구성시스템은 이스라엘 Devitech社의 

IR-032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IR-032 열

화상 카메라의 경우 Uncooled 방식으로 640

×480의 해상도이다. 몰드 변압기 검측을 위

한 프로그램의 경우 LabVIEW 2009 Vision

을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

과 같다.

데이터 전송은 거리 및 시간에 따라 전송

이 가능하고 시간은 원격 제어 혹은 프로그

램 제어를 할 수 있으며 실시간 Monitoring 

프로그램의 경우 Report 기능, 실시간 그래

프 표시, 위치정보 표시, 사용에 따라 그래프 

변경이 가능하다. 또 한 실시간으로 거리 및 

시간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 저장

은 액셀, 텍스트 등 환경에 따라 변경이 가

능하다. 대용량 이미지 Data 저장 및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데이터 저장 포맷은 엑셀, 

텍스트 등 환경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열화상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의 경우 측

정된 열화상 이미지 신호를 처리하여 이상 

발열 지점을 검출하고 위치정보와 함께 표

시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사

용자 중심으로 가시화하여 감시를 하는 것

이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으로 검측한 데이

터를 추출 및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

나 아직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

가 되는 데이터 및 파라미터가 열화상 이미

지 처리 알고리즘을 통하여 추출되지 않아 

시험을 통하여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9에 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DC 전력

설비 이미지 처리 순서를 나타내었다. 위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현장에서 IR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영상의 온도를 검출하고 검출

된 온도이미지에서 온도 값을 뽑아낸다. 이

후 최고 혹은 최저점 온도를 찾아 저장된 이

미지에 표시하고 이를 모니터링 화면에 나타

내도록 구성하였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진단시스템 구현 내용을 그림 9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와 같이 변전소 변압기의 이미

지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이

를 알고리즘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온도를 모

니터링하는 것이다. 광대역 온도를 모니터링

하고 상태 판단을 위한 이미지 프로세싱 법

에 의하여 최대 최솟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4.2  IR 카메라를 
    이용한 집전상태
    모니터링 기술

팬터그래프와 전차

선 간의 접촉 상태에 

따라 기계적 비접촉으

로 인해 아크가 발생

되며 이에 따라 팬터

그래프의 집전판에 손

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IR 카그림 9.  IR 카메라를 이용한 전력설비 모니터링 방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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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를 이용하여 전기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집전판 상태 모니터링 기술이 개발되고 있

다. 본 기술은 팬터그래프 집전판 전체 범위

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온도 값을 검측하

는 것으로 팬터그래프 집전범위 전체가 아닌 

부분별 발열 상태를 검측하는 것이다. 팬터

그래프-전차선 간 집전 중 집전판 손상위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일정 기준값 이상의 온

도가 발생되었을 경우, 집전 범위에 비교하

여 온도가 현저히 높은 포인트 및 전체 집전 

범위에서의 온도범위 차를 구하여 모니터링 

하는 기술로 현재의 열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열차의 손상위치를 모

니터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리뷰 또

는 모니터링 하게 된다. 그림 10에 집전판 상

태 모니터링 검출 방법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열화상 카메라와 비디오 카

메라를 동시에 측정하여 검측하여 실영상과 

열화상 카메라 간의 교정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집전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그림 10의 A 영역을 구분하여 각 

구역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5. 결 론

철도시스템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가

장 효율적인 추진 에너지는 전기이며 현재까

지는 팬터그래프를 이용한 집전시스템이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집전성능은 팬터그

래프의 집전판과 전차선 간의 접촉된 상태에

서 동적, 정적 성능을 말하는 것이다. 본 기

술지에서는 집전성능 및 상태감시 장치의 비

전 및 열화상 카메라 적용 기술 방법에 대하

여 나타냈다. 비전 및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

한 집전성능 판단 기술은 고전압의 전차선

로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검측이 가능한 장

점이 있으나 정밀한 계측을 위해서는 신뢰성 

향상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검측이 가능하

며 집전상태를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이를 유

지 보수에 활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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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학과 공학박사

◈ 경 력
·1997년 -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연구단 
                      선임연구원

성 명 : 박철민 
◈ 학 력
·2004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공학석사

◈ 경 력
·2011년 -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연구단 
                      선임연구원

성 명 : 전아람 
◈ 학 력
·2012년                 
  한밭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 경 력
·2013년 -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연구단 
                      석사후 연수 연구원


